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입학에 목적을 두고 관련 

교과목에만 편중된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내

면을 돌아보고, 스스로 행동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기회

의 박탈로 자연스럽게 수동적인 태도를 익히게 된다. 

또한 성적이나 기타 요인들로 인해 스스로를 낮추어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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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청소년에게 감사의 일기쓰기를 적용하여 자아존중감, 내외 통제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자하

였다.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 연구로 대상자는 실험군 20명, 대조군 19명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로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t=5.142, p=<.001), 내외 통제성(t=5.821 p=<.001)은 

두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감사의 일기쓰기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였으며, 청소년에게 활용

할 수 있는 효과적 중재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향후 광범위한 표본을 선정하여 감사의 일기쓰기 효과가 검증 된다

면 감사 일기쓰기 활동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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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고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감정

들이 습관화 되어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더욱 위험하다. 자아존중감이 낮은 

경우 스스로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생

각은 우울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 자아존중

감은 행동을 결정하고 예측하며 설명 할 수 있는 중요

한 요인이며[2]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통제 할 수 있는 

내외통제성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내외통제의 신

념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사건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한다는 생각을 가지므

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능동적이다[3]. 내외통제성이 높

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준도 높아져 청소년 진로발달

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4]. 내외통제성에 영

향을 미치는 표준감정은 장기간의 심리적 경험을 바탕

으로 형성 되는데 장기간 불안을 경험한 경우와 행복감

과 감사함을 경험한 경우는 다른 감정이 표준감정으로 

형성되게 된다[5]. 감정은 내장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부분들을 바탕으로 하여 구성되는 것이며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6]. 경험하는 사건보다는 사건을 어

떻게 생각하는가의 신념체계가 감정이나 행동에 영향

을 미치며, 생각의 차이가 삶을 행복하게도 하고 불행

하게도 한다[7].

감사는 낙관성과 안녕감을 증진하고 부정적 감정의 

감소와 깊은 관계가 있으며[8], 감사의 글쓰기는 일상생

활 속에서 감사한 일들을 찾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정

서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한다[9]. 감사의 글쓰기를 

통한 자기성찰로 형성된 긍정적인 정서는 청소년들의 

학습 동기 중 외부로부터 받는 강화로 인해 발생하는 

외적통제와 다르게 스스로의 기쁨과 만족을 보상화 하

는 내적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10]. 감사의 글

을 쓰는 활동만으로도 감사의 마음이 길러지며 행복감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1]. 청소년의 일탈과 부

적응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과 노력은 많지

만 이를 개선하기 위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감사 일기쓰기가 용이하

도록 노트에 직접 수기로 작성하는 것보다 스마트기기

를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스마

트 기기 보급률은 95%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인구가 

일상생활에서 스마트 기기를 사용하고 있으며[12], 

COVID-19로 재택 On-line 학습이 늘어나면서 청소

년들이 스마트기기를 학습에 활용하는 비율은 더욱 증

가 되었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스마트기기를 

이용하여 감사의 일기쓰기를 적용해 봄으로써 심리적 

안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인 자아존중감과 내외

통제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여 교육 현

장에서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안정감과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

생 돌봄 방법에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감사의 일기쓰기가 청소년

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2)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감사의 일기쓰기가 청소년

의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한다.

1.3 연구 가설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1) 감사의 일기쓰기를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

아 존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감사의 일기쓰기를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내

외 통제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2. 연구 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를 적용하여 청소

년에게 감사의 글쓰기를 통해 자아존중감과 내외통제

성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강원도 W시의 고등학생으로 대상자 모집 

시 연구의 목적과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동의 한 자

로 하였으며,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연구 참여 의

사가 없을 시 언제든 철회 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연

구대상자 수 산출은 G-power 3.1.6 version을 이용

하여,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위해 집단 수 2, 측정 횟수 

2회, 효과크기 .2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으로 하였

을 때 44명이 요구되었다. 연구에 필요한 대상자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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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 결과 47명이 모집되었다. 실험군과 대조군 선정은 

연구 참여 신청 순으로 번호를 부여하였으며, Excel을 

이용하여 무작위화를 실시하여 실험군과 대조군을 배

정 하였다. 실험군 중 연구 기간 동안 5명, 대조군은 3

명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최종 분석대상자는 

실험군 20명, 대조군 19명이었다.

2.3 연구 도구

2.3.1 자아존중감 측정 도구

Rosenberg(1965)가 개발한 SES(Self-Esteem 

Scale)를 사용하여 자아존중감 측정였다. 이 척도는 긍

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총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로 각 문항

마다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식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

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79였다.

2.3.2 내외 통제성 측정 도구

Rotter(1966)의 내외통제성(Internal-External 

Locus of Control)를 사용하여 내외통제성을 측정

하였다. 총 40문항으로 5점 척도이며 ‘전혀 그렇지 않

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이다.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6, 28, 30, 32, 43, 36, 

38, 40번의 부정적 문항은 역산하였다. 총점이 높을수

록 내적 통제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

뢰도는 Cronbach's alpha .92였다.

2.4 연구 절차

본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이며 사전조사, 8주 동안 감사 일기쓰기, 사후검사로 진

행하였다. 실험처치 효과는 자아존중감과 내외 통제성 

측정도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대상자의 참여 독

려를 위해 감사의 글쓰기 여부를 표시하는 기록지를 제

공하였으며 문자를 발송하였다.

2.4.1 실험 처치

8주 동안 실험군은 ‘~에 감사합니다.’라는 형식으로 

하루 동안 즐겁고, 기쁘고 보람되며 감사했던 일 등 긍

정적인 내용들로 일기를 쓰도록 하였으며 대조군에게

는 전형적인 일기를 쓰는 방식으로 그날의 일들을 반성

하고 보람된 일을 쓰도록 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1.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일반적인 특징 및 결과변수의 특성은 실수,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 집단 

간의 동질성 검사는 Chi-square test, Fisher's exact 

tes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험군과 대조군

의 차이 검정은 independent t-test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3. 연구 결과 

3.1 연구 집단 간의 동질성 검증

3.1.1 일반적 특성에 대한 동질성 검증

성별은 유의한 차이가 없어(p=.817) 동질 하였으며, 

학교유형(p=.785), 학년별 차이 역시 차이가 없어

(p=.632) 동질 하였다. 성격유형(p=.696)을 묻는 문항에

서도 Table 1과 같이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한 집단

이었다.

Table 1. Homogeneity for General Characteristics 

    (N=39)

Classific
ation

Subdivisi
on

Experim

ental
(n=20)

Control 

group
(n=19)

n (%) n (%) x2 p

Gender
Male 13 65 12 63.2

0.905 817
Female 7 35 7 36.8

School 

Type

National 11 55 9 47.4

0.634 .785
Private 9 45 10 52.6

Grade

1 5 25 4 21.1

0.885 .6322 10 50 11 57.9

3 5 25 4 21.1

Personality 

-type

Introspec

tive
12 60 12 63.2

0.839 .696

Extrovert 8 40 7 36.8

3.1.2 결과변수의 동질성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이 18.80(±5.357)점, 대조군이 

18.74(±4.61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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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t=.039, p=.969), 내외 통제성은 실험군 

61.95(±5.501)점, 대조군 62.47(±11.730)점으로 

Table 2와 같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어 동질 

하였다(t=-0.180, p=.858).

Table 2. Homogeneity of Outcome Variables  

   (N=39)

Variables group n M SD t p

self-

esteem

Experi

mental
20 18.80 5.357

.039 .969
Control 

group
19 18.74 4.617

Internal 

locus of 

control

Experi

mental
20 61.95 5.501

-.180 .858
Control 

group
19 62.47 11.730

M=mean, SD=standard deviation.

3.2 가설 검증

3.2.1 제 1 가설 

‘감사의 글쓰기를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자아 존

중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자아존중감은 실험군은 –1.85(±3.438)으로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5.37(±5.069)로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t=5.412, p=<.001), Table 3과 같

이 제 1가설은 지지 되었다.

3.2.2 제 2 가설 

‘감사의 글쓰기를 적용한 실험군과 대조군의 내외 통

제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내외 통제성은 실험군은 –54.50(±20.017), 대조군

은 –12.42±30.18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

(t=5.821 p=<.001), Table 3과 같이 제 2가설은 지지 

되었다.

4. 논의

본 연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감사의 일기쓰기가 자

아존중감과 내외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청소년 시기는 미래에 대한 고민과 이로 인한 

스트레스, 학습 시간의 증가로 인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지각할 기회가 적으며, 성적 등의 학습능력으로만 평가 

받는 현실에 놓여있음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내외 통제의 신념을 확립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

되어 있다. 자아존중감의 불안정은 사소한 스트레스 사

건에서도 우울 증상들이 촉발될 수 있다[6]. 내외 통제

성은 개인의 경험에 대한 인지를 반영하고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및 적응 등 행동을 예측하게 하는 중요한 요

인으로 보고되고 있으며[13], 내외 통제성이 높을수록 

진로태도성숙 수준이 높아져 청소년의 진로발달 전반

적인 부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감사의 일기쓰기가 자아존중감의 향상

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고 표현하는 감

사 일기쓰기 활동자체가 청소년들에게 자신에 대한 긍

정적인 감정을 갖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쓰기가 내외 통제성에도 유의한 효과가 있

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감사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

에 대한 긍정적인 자기상이 만들어지고 삶에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어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자아존중감과 내외 통제성에 유의한 효과가 나타난 

본 연구 결과는 감사 일기쓰기가 행복감 증진[14]과 자

아존중감과 내외 통제성에 효과가 있었던 연구 결과와

도 유사하다.[15]. 

Table 3.  Comparison of Outcome Variables (N=39) 

Experimental   Control group 
t p

M SD M SD

self-esteem

Pre-test 18.80 5.357 18.74 4.617

5.142 <.001post-test 20.65 5.422 13.37 3.002

difference -1.85 3.483 5.37 5.069

Internal locus of control

Pre-test 61.95 5.501 62.47 11.730

5.821 <.001post-test 116.45 19.212 74.89 25.122

difference -54.50 20.017 -12.42 30.182

M=mean, SD=standard deviation.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감사의 일기쓰기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내외 통제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융복합 연구 72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학입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부담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겪으며 심리적인 

안녕감이 저하되어 소진의 위험성이 큰 집단일 수 있으

며 이와 관련되는 요인을 자아존중감과 내외 통제성으

로 보고 있다. 내외 통제성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다

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

감, 교우관계, 학업행동, 자기효능감, 성취동기 등에 밀

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6]. 

내외 통제성은 행동의 결과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행동을 예측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인이며, 청

소년의 내외 통제성은 학업과 관련하여 연관성의 정도

에 따라 학업행동이 달라 질 수 있으므로 내외 통제성

과 학업소진 간의 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감사의 일기쓰기가 청소년들의 자아

존중감과 내외 통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의

미한 활동임을 확인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감사 일

기쓰기 형식을 자유롭게 하여 글뿐만이 아니라 그림으

로도 표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

학교 저학년 아동에서도 감사의 내면화로 긍정적인 효

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해준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감사의 일기쓰기를 적용한 무작위 대조군 

전후설계의 연구로써 감사의 일기쓰기의 효과를 객관

적으로 검증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가와 내외 통

제성 향상을 위한 중재 방법으로서의 효과를 입증하였

다. 또한 대학 입시와 진로결정 등으로 스트레스가 많

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자기 주도

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자가 중재법으로 유

용한 방법임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강원도 W시의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제한점이 있다.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

는 보다 다양한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감사의 

일기쓰기 중재 적용 기간에 따른 자아존중감과 내외 통

제성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 해 볼 필요가 있으며, 학교

와 가정에서의 감사 일기에 대한 피드백이 함께 이루어

졌을 때의 효과를 비교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학업 성취도와 성별, 연령에 따

른 광범위한 표본을 선정하여 감사 일기쓰기가 어떠한 

집단에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

하며, 적용 범위를 넓혀 효과가 검증 된다면 감사 일기

쓰기 활동 일반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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